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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ubacute sclerosing panencephalitis (SSPE) is a neurodegerative disease due to persistent measles virus infection.

We investigated the role of programmed death-1 (PD-1) molecule which is related with chronic viral infection in developing

SSPE in mouse.

Methods: We adopt the PD-1
-/-

, PD-1
-/+

, and wild type BALB/c 3 week old mice to make an animal model of SSPE by 

injecting measles virus (SSPE strain) intraventricularly. Three months after infusion of virus, the mice were sacrificed and 

examined if the typical pathologic lesions had been progressed. The sera were collected from each group of mice and 

the serum level of IL-21 was measured with ELISA kit.

Results: The necrotic lesions on white matter and gliosis were found in focal areas in wild type BALB/c. The extent of 

lesion was smaller in heterotype BALB/c. Scanty lesions were found in PD-1-/- mice. The sera level of IL-21 was not 

elevated in all three groups.

Conclusion: Our data suggest that the PD-1 molecule may play a role in persistent viral infection. (Korean J Pediatr Infect 

Dis 2013;20: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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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인 예방접종 사업에 의하여 예방접종 이전에 비하

여 발병률이 90% 이상 낮아졌으나 아직도 2008년 통계

상 전세계적으로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약 118,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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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으로 사망하고 있다
1)

. 그러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뇌병증은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이다. 특히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후 또는 

생백신의 투여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아급성경화범뇌염

(subacute sclerosing panencephalitis, SSPE)은 치명

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서 홍역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수 년 후에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합병증이다. 홍역바이러

스에 감염된 100만명 중 8-22명의 빈도로 중추신경계의 

지속적인 감염으로 SSPE가 나타난다
2, 3)

.

SSPE의 병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2

세 미만에 감염된 어린 소아에서 바이러스의 퇴치가 완전

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추신경계에서 바이러스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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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염이 있고
4)

, 그에 따른 병리적 변화로 뇌실질 내 염

증과 섬유화의 진행이 일어나 일련의 임상적 증상이 초기 

홍역바이러스 감염 후 약 6-15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6)

. 이러한 숙주 내 요인 외에 바이러스 자체 

요인에 의해 변형된 바이러스에 이환 될 때 SSPE가 잘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M 유전자 변이가 바이

러스의 성질을 변화시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와 같이 슬로우바이러스

의 성질을 띄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7)

. SSPE에 이

환된 환아에서 검출된 SSPE 바이러스는 야생 홍역바이

러스에 비해서 중추신경계 감염을 더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신에 사용되는 Edmonston 변종과 비

교할 때도 중추신경계 침범과 전파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0)

.

최근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HIV 등

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하는 질환에서, 체내

에 바이러스가 잔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에서 

체내 면역 반응을 종결시키는 면역 억제 인자를 억제함으

로써 바이러스 퇴치를 유도하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

는데, 이러한 만성 바이러스 감염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면역인자로 programmed death-1 (PD-1)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다
11)

. PD-1은 다양한 면역반응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바이러스 감염과도 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바이러스에 대

한 면역반응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면역 억제인자로 PD- 

1이 발현되면, 세포독성 T세포는 사멸되면서 면역반응이 

감소되고, 이 때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만성 감염

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

여 항 PD-1항체를 사용하여 면역반응의 조기 종식을 억

제하고 HIV 체내 잔존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12)

. 현

재까지 PD-1유전자와 SSPE와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체내에서 만성적으로 

바이러스가 잔존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SSPE에서, PD-1

유전자의 발현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대상 및 방법

1. 실험군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PD-1 gene knockout mice, 

PD-1KO) (RIKEN, Ibaraki, Japan) 중 BALB/c 계통

으로 3주령된 것과 야생 BALB/c 마우스(Japan SLC 

Inc., Shijuoka, Japan) 3주령된 것을 각각 5마리씩 할당

하 으며,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는 동형(homozygote)

과 이형(heterozygote)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 다. 2주

에 희생하는 군과 3개월에 희생하는 마우스를 합하면 모

두 30마리의 마우스를 본 실험에 사용하 다. 본 실험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실험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심의(심의번호 2010-002)를 거쳤으며, 무균실 격리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홍역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도

록 하 다. 실험동물에게는 일반식이와 물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 고,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실험 

관리지침에 따라 사육하 다. 마우스를 사육하면서 신경

계통의 증상이나 발진의 발현을 관찰하고, 체온은 직장 

체온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홍역바이러스 SSPE 변종인 VR-804
TM

, 

Halle strain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

nassas, VA, USA)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3. 감염과정

VR-804
TM

, Halle strain을 일정 농도로 희석하여 세

포배양 후 바이러스의 활동도를 확인하 으며, 0.01 mL, 

103 plaque forming unit (PFU)가 되도록 준비하 다. 

Zoletil
® 

(Virbac, Carros, France) 0.01 mg/g 복강 내 

주입으로 마취 후 3주령 마우스의 대천문에 소독 후 두개

골 피부 표면으로부터 3 mm 만큼 25 gauge 1 cc 주사

기 바늘을 삽입하여, VR-804
TM

, Halle strain를 10
3 

PFU

씩 측뇌실 내로 주입(intraventricular injection)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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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활동도는 SLAM (signaling lymphocyte ac-

tivation molecule) 수용체(CD150)를 가진 vero 세포

를 이용하여 세포배양을 통해 융합반응을 봄으로써 확인

하 다.

4. 안락사 후 조직준비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급성 뇌병변을 보기 위해 2주 후, 

그리고 SSPE에 해당하는 만성병변을 보기 위해 3개월 

후에, 복강 내 마취 후 복대정맥에서 채혈 후 4% 포르말

린으로 관류하면서 안락사 시키고 고정하 다. 뇌를 적출

한 후 4시간 동안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30% sucrose에 

담가 6시간 이상 조직 내 수분을 제거하 다. 뇌조직을 

틀에 넣고 O.C.T. compound를 가한 후 액체질소를 부어 

-70℃에 냉동하여 보관 하 다. 

5. 조직검사 및 평가

냉동 보관된 뇌조직을 15 μm 두께로 절개하여 Hema-

toxylin-Eosin (H-E)염색과 일반적인 신경조직 염색인 

Nissl 염색, 그리고 성상세포(astrocyte)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염색을 시행하여 병리학자의 도움을 받

아 조직의 손상 정도, 염증세포의 침윤, 성상 세포의 변화 

등을 관찰하 다.

6. 혈청 Interleukin (IL)-21 측정

채혈한 마우스의 혈액으로 혈청을 분리한 후 -70℃에 

보관하 다가, 실험 직전에 실온에 녹여서 IL-21 농도를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BioLegend, San Diego, CA, USA)를 이용한 방법으

로 측정하 다. 뇌척수액에서의 IL-21농도를 측정하려

고 하 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뇌척수액의 채취가 어려워 

시도하지 못하 다. 

결     과 

1. 임상양상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동형과 이형)와 야생 마우

스 BALB/c에 홍역바이러스를 뇌실 내 감염시킨 후 3개

월 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총 15마리 모두 생존하 고 

경련이나 운동 이상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인 마우스

는 없었다. 또한 특이적인 홍역발진과 열은 관찰되지 않

았다.

2. 조직소견

H-E 염색을 통해서 뇌실질의 세포변화와 염증세포 침

윤을 보았을 때 바이러스 주입 후 2주째에는 세포사멸 과

정에 의한 팽창만이 관찰 되었다. 바이러스 주입 후 3개

월에는 야생 마우스의 뇌실질 내 염증 변화가 바이러스를 

주입하지 않은 야생 생쥐와 비교 하 을 때 분명한 차이

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그 변화의 정도는 같은 농

도의 바이러스를 주입한 PD-1유전자 제거 마우스(동형

과 이형)에 비해 심하 다(Fig. 2).

GFAP 염색을 통해서 성상세포의 증식을 살펴 보았을 

때도 SSPE 바이러스 주입에 의한 야생 마우스에서의 성

상세포 증식변화가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동형 및 

이형) 마우스군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관찰되었다(Fig. 3).

3. 혈청 IL-21

바이러스 주입 후 2주 째 채혈하여 측정한 혈청 IL-21

은 모든 마우스 군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혈

청 내 IL-21농도는 모든 마우스에서 측정치 이하(62.5 

pg/mL)로 관찰되었다.

고     찰 

홍역바이러스가 2세 미만의 소아에 감염되는 경우 중

추신경계 침범 확률이 높고 뇌 안에 지속적인 감염을 유

발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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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brain parenchyma by SSPE virus in 3 month-old wild type 
BALB/c. (A) No change was shown in wild mice which was not injected with 
virus (×200, Nissl staining). (B) Inflammatory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same
age of wild mice which was injected with SSPE virus (×400, Nissl staining).

Fig. 2. Comparison of lesions according to PD-1 status. (A) Wild type mouse 
(×200, Nissl staining) (B) Hetero type mouse (×200, Nissl staining). The inflam-
mation in the myelin portion is more serious in wild type mouse than in hetero-
type. (C) Wild type mouse (×200, GFAP staining). (D) KO mouse (×200, GFAP 
staining). The astrocytes are proliferated more in wild type mouse than in KO 
mouse.

다
13)

.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중요한 면역 세포는 CD8+ 

T세포로 알려져 있고, 어린 아에서는 모체로부터 받은 

소량의 홍역 항체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는데도 면역반응이 멈추면서 

중추신경계에 잔류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14)

.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에 잔존해 있을 위험은 면역기능을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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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lesions among groups 3 months after SSPE virus was 
injected into ventricle. In wild type mouse, the necrotic changes and fibrosis are 
more prominent compared with PD-1 heterogroup or PD-1 KO group.

바이러스 감염, 즉 HIV 감염 상태에서 홍역에 이환되는 

경우, 면역 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상태에서 홍역에 이

환되는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다
15)

. 따라서 이와 같은 위

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홍역에 의한 SSPE를 막기 

위해 홍역 예방접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3).

홍역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일련의 면역 반응이 진행되

면서 피부에 염증세포가 침윤되고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

하면 항체 IgM도 발견되는데, 발진이 나타난 후 4일이 경

과하면 사람 간의 바이러스 전파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15)

.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완전히 소멸되

는 기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폐, 비장, 간, 피부 등

을 조사했을 때 열이 떨어지고 난 이후 3-4개월 간 바이

러스 RNA가 발견되고 있고, 중추신경계에는 이보다 더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염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체생성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요소로는 위에서 언급한 숙주

요인도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의 요인도 있다.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감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역계의 감시를 피하

기 위해 M 단백질 변이와 F 단백질 변이들을 보임이 알

려져 있다
2, 7, 8)

.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중추신경계 검

사를 시행하지 않기에 정확한 중추신경계 침범율을 알 수 

없지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비해 중추신경계 침범을 

잘하고,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SPE는 바이러스에 의해 촉발된 자가면역기전으로 이

해되기도 하고
16)

,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인한 만성감염에 

의한 염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야생 마우스와 자가면역뇌염을 잘 일으키

면서도 감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를 사용하 다17-19). 그 결과 야생 마우스, 동

형 및 이형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 모두 염증소

견이 나타났으나, 야생 마우스에서 그 정도가 심했으며, 

동형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는 염증 강도가 약했

다. 추적 관찰한 기간은 3개월이었고, 이 기간 동안 운동

능력 상실이나 이상 보행, 경련 등의 사람에서 관찰되는 

신경계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실험이 SSPE 

동물모델을 확립하는 데는 실패하 다. 그러나 병리조직

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성상세포의 증가와 정상세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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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섬유화가 관찰되는 바, 추후 추적관찰 기간을 연장

한다면 임상증상의 발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섬유화는 야생 마우스에서만 관찰되었고,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는 정상세포의 소실과 염증세포 

침윤만이 관찰되었다.

본 실험의 제한성으로는, 철저한 신경학적인 평가와 뇌

파검사가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생쥐의 뇌척수액

이 소량이어서 홍역 항체검사를 뇌척수액에서 시행하지 

못한 점도 한계점이었다. 그리고 뇌내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아울러 바이

러스에 의한 융합반응 관찰이 용이하지 않아 역가 측정도 

용이하지 않았다.

SSPE가 유전적인 숙주 요인이 관여될 수 있음이 일찍

부터 연구되어 오면서 Hara 등은 Toll-like receptor-3 

(TLR-3) 유전자 다형성이 관여됨을 발표한 바 있다
20)

. 

TLR-3는 자연 면역계에서 바이러스가 신경계로 침입해 

들어가는데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 바이러스 

감염에서 중요한 B7-H1 (PD-L1) 표현 증가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fon 등도 rabies 바이러스에 

의한 뇌병증에서 TLR-3 유전자 제거 마우스와 PD-L1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뇌병변이 대조

군에 비해 감소해 있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21)

. 따라서 본 

연구에서 PD-1유전자 제거가 PD-1:PD-L1 경로의 차

단을 가져와서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에 

의한 병변을 약화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위의 두 연구에 결과와 부합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PD-1 유전자가 제거된 상태가 만성 바이러스 감염에

서 바이러스 제거에 유리하다는 보고는 계속 발표되어 왔

다
11, 21, 22)

. 그러나 홍역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 내에서 슬

로우바이러스와 같이 만성감염을 유발한다는 의견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백신의 도입으로 중추신경계 감염

의 빈도가 떨어져
23)

, SSPE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특히 홍역바이러스는 마우스에서 감염 유도가 어

려워서 Ferret 등이 이용되기도 하고, 생쥐에게 CD46를 

표현시켜 홍역바이러스 침입이 용이하게 하고 림프구성 

맥락수막염바이러스(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에 감염시켜 일시적으로 면역기능을 떨어뜨린 후 

홍역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지속감염을 유도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2)

.

그러나 저자들은 PD-1 결핍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와 

자가면역으로의 이행 중 어느 것이 더 생체에서 우세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썼다. 만약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 염증반응이 더 컸다면, 자

가면역에 의한 뇌병증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나, 야생 마우

스에서 더 면역반응이 진행된 소견을 보여, 본 연구에서

는 PD-1 결핍 상태가 중추 신경계 감염에서 느리게 자

라는 바이러스 제거에 유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억제면역인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IL-21도 

면역반응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분비되어 PD-1의 발현

을 촉진하는데, PD-1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IL-21 분

비가 증가하여, T17세포로의 분화가 증가되어 염증반응

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 으나, 안타깝게

도 각 군에서의 혈청 IL-21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한계점으로 뇌척수액에서 IL-21치

를 조사하지 못하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실험 

때에 다시 조사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부분으

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홍역바이러스는 일정한 치료약물이 없고, 예

방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추신경계 합병증은 치사율이 

높아 자연 생존율이 5% 미만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중

요성이 더 강조되는 바이다. 요즈음 유럽이나 후진국에서 

홍역 예방 접종율이 낮아, 이들 지역을 여행한 후 소유행

을 맞이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일단 이환되면 sopri-

nosine, ribavirin과 같은 항바이러스 제재와 IFN-α를 

척수강 내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
5)

이 현재로는 최선의 방

법이지만, 본 연구결과를 가지고 추측해 본다면 바이러스

의 소멸을 유도하는데 항 PD-1 항체를 사용하는 것도 

향후 연구 과제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현재까지 항 PD-1항체는 만성간염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11)

 중추신경계 만성감염에서 시도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서 향후 항 PD-1항체가 홍역바이러스 지속감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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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E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     약

목적: 아급성경화범뇌염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홍역

바이러스의 지속적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나타난다. 저자

들은 마우스 모델을 통해 아급성경화범뇌염 발병에서 만

성 바이러스 감염에 관여하는 PD-1 유전자의 역할을 알

아보고자 하 다.

방법: 3주령의 동형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 이형 

PD-1 유전자 제거 마우스, 야생 BALB/c 마우스를 대상

으로 측뇌실내 홍역바이러스를 주입하여 동물 모델로 하

다. 바이러스 주입 3개월 후, 마우스의 뇌 조직학적 소

견을 관찰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IL-21의 혈청 농도를 

ELISA kit을 통해 측정하 다.

결과: 야생 BALB/c 마우스에서 가장 많은 국소적 뇌

백질의 괴사 및 성상세포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형 마

우스에서 뇌실질의 병변은 적었으며 동형 마우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세 그룹에서 모두 혈청 IL-21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이 결과는 PD-1 유전자가 만성 바이러스 감염

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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